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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치 이란 사람들로 하여  어떤 행동을 일으

키게 하는 심리  요인으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

하는 평가  표 이나 이념 내지 신념이다(김태길, 

1996). 따라서 가치 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 불행의 단에까지 크게 

계되기 때문에 어느 인간, 어느 상황에서나 극

히 요한 것이다. 개인 으로만 아니라 사회 으

로도 가치 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요한 요

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해 나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인

간을 둘러싼 환경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에 련된 가치 은 

여러 가치  역 에서 가장 기본 인 것이라 

할 수 있다(김경신, 1998)

가족 가치 은 가족에 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념체계로서, 가

족에 한 포 인 태도이며 몇 가지 하 개념을 

포함한다. 이동원(1987), 박혜인(1990), 엄윤상

(1996), 김경신(1998), 박인숙(2000) 등은 연구 결과

에서 가족 가치 에 포함되는 하  개념들을 공통

으로 결혼 , 성역할 , 부모 자녀 , 부양  

효도 , 가족 속의 가치 (家의식) 등으로 설명하

고 있다.

McCubbin, Thompson과 McCubbin(1993, 1996)

은 가족 스트 스, 조정, 응의 복원모델에서 가

족주의 가치 (가족 )은 가족 단 에 의해 형성

되고 채택되어 공유하고 있는 가치, 믿음, 목표, 

기 , 우선순  등의 일반 인 구조로, 기상황을 

평가하고 변화를 정당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족주의 가치 (가족 )은 기상황에 한 가족의 

행동 인 반응인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과 내

인 가족능력  기능의 유형인 가족강인성에 기여

함으로써 가족 응을 진하는데 있어 간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가족 은 스트

스를 정의하고 스트 스상황에 한 인지  

기상황에 처하는 가족의 패러다임 형성을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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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체제의 지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족이 

기와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심미경, 2003). 한 가족 강인성은 스

트 스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체 , 심리  긴장상

태를 극복하는 내  통제감, 삶에 한 의미부여, 

도 성 등의 속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족의 내  

힘과 내구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

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가족 강인성을 통해 가

족 응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동안 간호

학 분야의 연구에서 가족 강인성은 가족 응에 

요한 향 변수임이 밝 졌으나( 미 , 1996; 

박인숙, 2000) 가족가치 에 한 연구에서는 청소

년들의 가족 가치 (엄윤상, 1996), 가족 가치 의 

세 별 비교연구(김경신, 1998), 노인부양과 련

된 연구(김송애, 1991; 한은주,김태 , 1994)등이 

부분이었으며 암환아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

(박인숙, 2000; 심미경, 2003)가 몇 편 있을 뿐인

데, 암환아의 가족을 상으로 한 박인숙, 탁 란, 

이정애(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가치 이 가족강

인성을 통해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종양질환이 아닌 입원아동의 

가족에게서 가족가치 과 가족 응은 어떤 계

가 있는지 악하고, 그 결과로 입원 환아 가족들

의 가족 응을 돕기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

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입원 환아 가족을 상으로 

가족 가치 과 가족 응과의 계를 알아보기 

함이다.

구체  목 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입원환아 가족의 가족 가치 에 해 알아본다.

2) 입원환아 가족의 가족 가치 과 가족 응의 

계를 알아본다.

3) 입원환아 가족의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본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환아 상황 가족 가

치 과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일반  가족 가치  

도구를 입원환아 가족에게 용하여 McCubbin et 

al.(1996)의 가족 스트 스, 조정, 응의 복원모델

을 근간으로 구축된 이론  개념 틀에서 가족 스

트 스원, 가족 긴장, 가족 가치 , 가족 강인성, 

가족 응과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 연구 기간  상

자료 수집 기간은 2003년 6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으며, 연구 상자는 D시 소재 1개 

학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환아 아버지와 어

머니 202명을 상으로 하 다. 먼  병원의 간호

부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병원의 윤리 원회

를 통과한 후 연구자와 훈련된 간호학과 3학년 학

생 2명이 입원 이틀째 되는 가족을 병실로 방문하

여 연구목 을 설명하 으며 흔쾌히 연구참여에 

동의한 가족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퇴원  날 

회수하 다. 암 환아 가족과의 구별을 하여 신

생물등 심각하고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질병은 제

외하고 1주 이내의 입원아동 가족을 상으로 하

다.

3.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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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로는 자가 보고식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 다. 입원 환아 가족의 가족 스트

스원, 가족 긴장, 가족 가치 , 가족 강인성과 가

족 응간의 계를 악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 다.

1) 일반  가족 가치  측정도구

이동원(1987)의 가족 가치  측정도구를 박인숙

(2000)이 18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척

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통 인 가

치 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수가 낮을수록 근

인 가치 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박인숙(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78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 α = .85이었으며, 체평균은 

2.67이었다.

2)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측정도구

박인숙(2000)이 개발한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측정도구 12문항을 사용하 다. ‘  그 지 않

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척도로 되어 있으

며, 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환아 심으로 가치

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박인숙(2000)의 연

구에서 Cronbach α =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 α = .66이었고, 체평균은 4.30이

었다.

3) 가족 스트 스원 측정도구(Family Stressors)

McCubbin 과 Patterson(1981)이 FILE을 원형으

로 하여 간략화한 도구인 FIRA-G(Family Index 

of Regenerative and Adaptation-General, 1996)의 

가족 스트 스원 척도(Family Stressor Index) 10

문항을 사용하 다. 가족 스트 스원 척도에는 ‘집

안에 새식구가 생겼다.’, ‘가족  한 사람이 실직

했거나 사업에 실패, 휴직 는 은퇴하 다.’, ‘가

까운 친척 는 친한 친구가 사고를 당했거나 부

상당했다.’, ‘가족  한사람이나 가까운 친척 는 

가까운 친구가 사망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

척이 만성질환에 걸렸거나 양로원 는 복지기

에 들어갔다.’, ‘부부  한사람이나 아들이나 딸이 

질병에 걸렸다.’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

에게 최근 약 1년간 각 문항에 해당하는 생활사건

이 발생하 는지를 묻고 /아니오로 답하게 하

여 아니오는 0 , 는 1 으로 하 으며 측정된 

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스트 스원이 많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67이었고 평

균은 0.25 다.

4) 가족 긴장 측정 도구(Family Strains)

McCubbin과 Patterson(1981)이 FILE을 원형으

로 하여 간략화한 도구인 FIRA-G(Family Index 

of Regenerative and Adaptation-General, 1996)의 

가족 긴장 척도(Family Strains Index) 10문항을 

사용하 다. 여기에는 가족내 인 계상의 갈등, 

직업  경제  곤란, 아  가족을 돌보는 긴장, 

정서  긴장등이 포함된다. 응답자들에게 최근 약 

1년간 각 문항에 해당하는 생활사건이 발생하 는

지를 묻고 /아니오로 답하게 하 으며 아니오

는 0 , 는 1 으로 하 고  측정된 수가 높

을수록 가족 긴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

(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67이었고, 박

인숙(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77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 .69이었고, 평균

은 0.34 다.

5) 가족 강인성 측정도구(Family Hardiness)

가족의 강인성은 가족 유형의 주요 속성으로서, 

이를 측정하기 하여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1986)이 개발한 가족의 강인성 척도

(Family Hardiness Index, FHI)를 사용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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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족의 동성, 통제성, 도 성, 자신감의 

4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HI는 20문항의 4  Likert척도로 그 지 않다 

1 에서 항상 그 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강

인성이 높은 가족임을 의미한다. 미 (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85이었으며, 박인숙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 .72이었으며, 평균은 

2.56이었다.

6) 가족 응 측정도구(Family Member 

Wellbeing Index: FWBI)

McCubbin 과 Patterson(1982)에 의해 개발된 8

문항 도구로서, 가족 구성원이 건강, 긴장, 에 지, 

즐거움, 기쁨, 분노, 슬픔, 그리고 일상  심에 

한 응 정도를 0 에서 10 까지 11  척도로 

측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이 좋음을 의

미한다. 미 (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82이었고, 박인숙(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9 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 .88 

으며, 평균은 5.23 다.

Ⅲ.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산처리 

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 편차를 구했고, 연구변수들간의 계

는 Pearson correlation과 regression(회귀분석), 그

리고 부부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Ⅳ. 연구결과

1. 응답가족의 일반  특성

입원환아 아버지와 어머니 202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특성에서 성별은 남아가 108명(53.5%), 

여아가 89명(44.3%)이었고, 아동의 연령은 평균 

5.2세 으며 3세 이하가 80명(39.2%)으로 가장 많

았고, 4-6세가 61명(30.2%)으로 그 다음 순이었으

며, 13세 이상이 6명(3.0%)으로 가장 었다. 아동

의 질병유형은 호흡기계 련 질환이 65명(32.2%)

으로 가장 많았고 장 계 질환이 29명(14.4%), 

근육계질환 19명(9.4%), 신경계질환 15명(7.4%), 

계질환 14명(6.9%), 신장계질환 8명(4.0%) 등 이

었다.

가족 특성에서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186 

(90.6%)가족으로 부분이었고, 가족 구성원 수는 

2명에서 12명까지의 범 으며 4명인 가족이 

106(52.5%)가족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24세 - 56

세 범 으며 평균은 35.3세 고 36-40세가 가장 

많아 64명(31.7%) 고 30세 미만이 27명(13.4%)으

로 가장 었다. 어머니 연령은 21세- 50세 범

고 평균은 32.8세 으며 31-35세가 74명(36.6%)으

로 가장 많았고 41세 이상이 24명(11.9%)으로 가

장 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학교 졸업이 127명

(62.9%), 고등학교 졸업이 70명(34.7%)이었으며 어

머니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99명(49.0%), 

학교 졸업이 99명(49.0%)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여부에서는 미취업 상태가 106명

(52.5%)이었으며 월수입에서는 101-200만원이 94가

족(46.5%)이었다.

부모의 결혼 기간은 1년에서 24년까지의 범

고 평균 8.18년이었으며 6-10년이 87명(43.1%), 15

년이상 16명(8.1%)이었다. 종교는 ‘있음’이 147명

(72.8%), 없는 경우는 51명(25.2%)이었다. 거주지는 

부분이 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164명, 81.2%), 의

료비 지불 형태는 의료보험이 185명(91.6%)이었다.

기타 사항에서 의료인에 한 신뢰정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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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  특성

일반  특성 항목 빈도(%) 평균

아동의 성별 남 108(53.5)

여 89(44.3)

아동의 연령(세) 3세이하 80(39.2)

4-6 61(30.2)  5.2

7-9 31(15.3)

10-12 15( 3.5)

13이상 6( 3.0)

아동의 진단명 호흡기계 65(32.2)

장 29(14.4)

근육계 19( 9.4)

뇌 15( 7.4)

계 14( 6.9)

신장계 8( 4.0)

심장계 6( 3.0)

열 10( 5.0)

의학  찰 4( 2.0)

기타 18( 8.9)

가족 형태 핵가족 186(90.6)

가족 16( 7.9)

가족 구성원수(명) 2이하 5( 2.5)

3 39(19.3)

4 106(52.5)

5 36(17.8)

6이상 14( 7.0)

아버지의 연령(세) 30이하 27(13.4)

31-35 63(31.2)

36-40 64(31.7) 35.3

41이상 41(20.3)

어머니의 연령(세) 30이하 62(30.7)

31-35 74(36.6) 32.8

36-40 37(18.3)

41이상 24(11.9)

아버지의 교육정도 졸이하 3( 1.5)

고졸 70(34.7)

졸이상 127(62.9)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9명(83.7%), 

매우 신뢰한다가 20명(9.9%)이었고, 가족이나 주  

사람으로부터의 지지 정도에서는 지지받는 편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139명(68.8%), 매우 지지받는 경

우도 43명(21.3%)이었다. 자녀의 질병 증상의 심각

성 인지정도에서는「심각하지 않은 편이다」가 

108명(53.5%)이었고「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한 

경우는 14명(6.9%)이었다<표 1>.

<표 1> 일반  특성(계속)

일반  특성 항목 빈도(%) 평균

어머니의 

교육정도

졸이하 3( 1.5)

고졸 99(49.0)

졸이상 99(49.0)

어머니의 

취업형태

미취업 106(52.5)

시간제 취업 26(12.9)

일제 58(28.7)

월수입(만원) 100이하  14( 6.9)

101-200  94(46.5)

201-300  48(23.8)

301이상  39(19.3)

결혼기간 5년이하  62(30.7)

6-10년  87(43.1)

10-15년  33(16.7) 8.18

15년이상  16( 8.1)

종교 있음 147(72.8)

없음  51(25.2)

거주지 시 164(81.2)

군  10( 5.0)

면  12( 5.9)

의료비 

지불형태

일반   4( 2.0)

의료보험 185(91.6)

의료보호  10( 5.0)

의료인에 

한 

신뢰정도

매우신뢰한다  20( 9.9)

신뢰하는 편이다 169(83.7)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10( 5.0)

 신뢰하지 않는다   0( 0.0)

가족  

주 사람들의 

지지정도

매우 지지를 받고 있다  43(21.3)

지지를 받는 편이다 139(68.8)

지지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13( 6.4)

 지지를 받지 못한다   5( 2.5)

자녀질병의 

심각성 

인지정도

매우 심각하다  14( 6.9)

심각한 편이다  61(30.2)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108(53.5)

 심각하지 않다  15( 7.4)

2. 가족가치  분석결과

아버지 126명과 어머니 191명을 상으로 분석

한 결과 일반  가족 가치 의 체 평균은 2.67

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경우 평균 3.83에서 1.93

의 범 으며,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가 3.8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가 3.50, ‘자식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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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  가족가치  문항들에 한 서술  통계

문항
평균(표 편차)

부(N=126) 모(N=191)

1.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3.83(1.103) 3.14(1.234)

2.결혼 상 자는 자기자신보다 가족에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2.78(1.332) 2.52(1.305)

3.조상에 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3.31(1.394) 2.73(1.302)

4.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 한다 2.59(1.310) 2.07(1.147)

5.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3.50(1.282) 3.41(1.245)

6.집안문제는 가장의 의견을 따라 결정한다 3.31(1.196) 2.94(1.197)

7.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 2.33(1.374) 1.97(1.231)

8.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1.93(1.154) 1.51(0.983)

9.딸만 둘일 경우 를 잇기 해 자녀를 3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 2.60(1.309) 2.01(1.214)

10.자식 해서  이혼하지 않는다 3.44(1.330) 2.93(1.448)

11.부모 역할이 부부 계보다 우선이다 3.10(1.236) 3.14(1.251)

12.가정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3.17(1.301) 2.55(1.229)

13.집안 화목을 해서 부인은 참아야할 때가 많다 3.43(1.106) 3.29(1.195)

14.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2.62(1.212) 2.57(1.258)

15.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 2.33(1.302) 1.94(1.168)

16.결혼할때 궁합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5(1.331) 2.31(1.339)

17.남자는 가정보다 사회  성공이 요하다 2.63(1.343) 2.35(1.168)

18.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때 아들은 어머니편을 들어야 한다 2.50(1.270) 2.19(1.156)

체 2.67(0.659) 2.88(0.704) 2.54(0.590)

이혼하지 않는다’가 3.44로 다음순 다. 가장 

수가 낮은 문항은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가 1.93이었으며 ‘결혼할 때 궁합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25), ‘여자는 결혼을 하

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와 ‘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2.33)순 다.

어머니들은 평균이 3.41에서 1.51의 범 고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가 3.41으로 가장 높

았으며 ‘집안 화목을 해서 부인은 참아야 할 때

가 많다’(3.29),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와 ‘부모 역할이 부부 계보다 우선이

다’(3.14)의 순 다. 가장 수가 낮은 문항은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1.51) 으며 

그 다음은 ‘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1.94), ‘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1.97)의 순

다. 아버지들의 평균은 2.88이었는데 비해서 

어머니들의 평균은 2.54로 약간 낮았다<표 2>.

환아상황 가족 가치 의 체 평균은 4.30이었으

며 아버지의 평균의 범 는 4.69에서 3.19, 어머니

의 경우에는 4.72에서 3.27의 범 다. 가장 평균

수가 높은 문항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족의 

건강이 제일 요하다’(아버지 4.69, 어머니 4.72)

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자식에게는 내가 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아버지 4.59, 어머

니 4.41)이 그 다음이었고, 어머니의 경우는,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부부는 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아버지 4.48, 어머니 4.63) 다. 가장 평균 수

가 낮은 문항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이를 돌보

기 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아버

지 3.19, 어머니 3.27), ‘아이가 아 고 난 후에 부

부 사이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

다’(아버지 3.52, 어머니 3.63)이었다<표 3>.

부부가 모두 응답한 114 을 상으로 부부간

의 응답의 차이를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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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아상황 가족가치  문항들에 한 서술  통계

문항
평균(표 편차)

부(N=126) 모(N=191)

19.아이에 한 치료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된다 4.43(0.959) 4.55(0.932)

20.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 어서 할 수 있다 4.02(1.058) 4.42(0.937)

21.자식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4.36(0.916) 4.38(1.103)

22.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 4.57(0.709) 4.59(0.841)

23.자식에게는 내가 해  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주고 싶다 4.59(2.723) 4.41(0.974)

24.아이 아 고 난 후에 부부 사이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3.52(1.108) 3.63(1.052)

25.힘든 일이 있을 때 일수록  부부는  화를 더 많이 해야된다 4.48(0.910) 4.63(0.828)

26.아이가 아 때는 가족행사에 참석 못해도 아이가 우선이다 4.20(0.849) 4.22(1.038)

27.아이를 돌보기 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 3.19(1.150) 3.27(1.293)

28.가족의 화목이 더 소 하다 4.40(0.792) 4.52(0.813)

29.가족의 건강이 제일 요하다 4.69(0.651) 4.72(0.841)

30.어려운일이 있으면 친척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4.13(0.885) 4.11(1.012)

체  4.30(0.454) 4.21(0.487) 4.35(0.423)

<표 4> 부부간의 응답차이에 한 분석 

문       항 평균 표 편차 t_값 P_값

 1.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0.61   1.20   5.42   .000***

 2.결혼 상 자는 자기자신보다 가족에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0.19   1.24   1.45   .151

 3.조상에 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0.53   1.34   4.23   .000***

 4.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 한다   0.41   1.35   3.25   .002**

 5.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0.11   1.17   1.04   .302

 6.집안문제는 가장의 의견을 따라 결정한다   0.24   1.29   1.96   .053

 7.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    0.35   1.23   2.98   .004**

 8.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0.37   1.05   3.80   .000***

 9.딸만 둘일 경우 를 잇기 해 자녀를 3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   1.20   1.20   4.58   .000***

10.자식 해서  이혼하지 않는다   0.43   1.46   3.12   .002**

가족 가치 (1번-18번)에서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한다’ ‘조상에 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한다’, ‘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

는 것이 더 낫다’,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딸만 둘일 경우 를 잇기 해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다’, ‘자식을 해서  이혼

하지 않는다’, ‘가정 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 때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 고, 환아 상황 가족 가치 (19번-30번)에

서는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 어서 할 수 있

다', ‘아이에 한 치료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

야 된다',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부부는 화

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가족의 화목이 더 소 하

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3. 연구변수들간의 계

연구변수들간의 상 계에서 가족 스트 스원

은 가족 긴장과 순상 계(r=.249, P<.01), 가족강

인성과는 역상 계(r=-.183, P<.05)를 보 으며, 

가족긴장은 일반  가족가치 과 역상 계

(r=-.243, P<.01), 가족 응과 역상 계(r=-.505, 

P<.05)를 보 다. 일반  가족가치 은 가족강인성

과 순상 계(r=.153, P<.05)를, 그리고 가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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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부간의 응답차이에 한 분석(계속)

문       항 평균 표 편차 t_값 P_값

11.부모 역할이 부부 계보다 우선이다   0.04   1.27    .30   .768

12.가정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0.61   1.28   5.10   .000***

13.집안 화목을 해서 부인은 참아야할 때가 많다   0.19   1.37   1.50   .139

14.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0.10   1.31  - .78   .436

15.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   0.25   1.29   2.04   .044*

16.결혼할때 궁합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0.02   1.16    .16   .873

17.남자는 가정보다 사회  성공이 요하다   0.17   1.37   1.29   .201

18.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때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   0.33   1.13   3.12   .002**

19.아이에 한 치료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된다  -0.13   0.71  -1.98   .050*

20.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 어서 할 수 있다  -0.49   0.98  -5.26   .000***

21.자식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0.04   1.00  - .37   .710

22.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  -0.03   0.84  - .33   .740

23.자식에게는 내가 해  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주고 싶다   0.23   2.89    .85   .399

24.아이 아 고 난 후에 부부 사이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0.11   0.97  -1.25   .215

25.힘든 일이 있을 때 일수록  부부는  화를 더 많이 해야된다  -0.20   0.78  -2.66   .009*

26.아이가 아 때는 가족행사에 참석 못해도 아이가 우선이다   0.01   0.82    .11   .910

27.아이를 돌보기 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  -0.22   1.32  -1.77   .079

28.가족의 화목이 더 소 하다  -0.17   0.71  -2.49   .014

29.가족의 건강이 제일 요하다  -0.07   0.71  -1.05   .296

30.어려운일이 있으면 친척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0.04   0.79  - .59   .555

* P<.05   ** P<.01   *** P<.001

<표 5> 연구변수들간의 상 계

가족 스트 스원 가족긴장 일반  가족가치 환아 상황 가족가치 가족 강인성 가족 응

가족 스트 스원 1.00

가족긴장    .249** 1.00

일반  가족 가치  -.100    -.243** 1.00

환아상황 가족 가치  .106   .020  -.036 1.00

가족 강인성  -.183*  -.137    .153*   .064 1.00

가족 응  -.078   -.505*    .200**   .115 1.33 1.00

* P<.05   ** P<.01   *** P<.001

<표 6> 가족 응의 측요인

변수 β t p AdjR² F

가족 스트 스원  .038  -.580 .562

가족 긴장 -.553 -8.445    .000*** .323 16.367.001

일반  가족 가치  .041  .631 .529

환아상황 가족 가치  .079  1.224 .223

가족 강인성  .036   .543 .588

* P<.05   ** P<.01   *** P<.001

과 순상 계(r=.200, P<.01)를 보 다<표 5>.

선행연구에서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로 회귀분석한 결과 입원 

환아 가족의 응을 32.3%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R
2
=.323 P=.000)<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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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가족 가치 은 가족에 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념체계로서, 가

족에 한 포 인 태도이다(박혜인, 1990).

가치 은 가족 구조의 소산이며 개인의 행동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규정하며 세 를 이어가면

서 수된다. 가치 은 사회의 윤리 , 가치 의 

향을 기 로 하고 있고 사회는 가족들의 가치

을 기 로 사회의 가치 을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한 상호작용 계에 있으며 각 가족들은 각각

의 독특한 가족 규칙과 기능, 역할 등에 반 되고 

있는 가치 을 가지고 있다(유계숙 최연실, 성미

애, 1999).

이에 아동이 입원한 상황에서의 가족 가치 과 

가족 응의 계를 악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

도하 다.

먼  가족가치 에 한 분석 결과 일반  가

족 가치 의 체 평균은 2.67로 박인숙(2000)의 

암환아 부모에서의 2.85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아

버지의 경우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가 가장 수가 높았고, 어머니의 경우 ‘부모

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가 수가 가장 높았으며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가장 수가 낮았던 결과는 박인숙

(2000)의 결과와 일치하 다. 가치 은 시 와 문

화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 으나(변화순, 

1992; 신수진, 1998; Rodriguez, Norma, Ramirez, 

Manuel Ⅲ, Korman, Maurice. 1999) 이 도구가 

2000년에 수정 보완된 것이므로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은 암환아를 상으로 

했던(박인숙, 2000) 연구결과 4.76보다는 약간 낮

았으나 본 연구에서도 평균 4.30으로 높은 평균 

수를 보여 아동이 입원한 상황에서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환아 심으

로 가치 이 형성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의 건강이 제일 요하다’는 항목의 수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가장 높아 박인숙(2000)

의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는 ‘자식에게는 내가 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가 그 다음 순

이었고, 어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부부

는 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가 그 다음 순이었

으나 박인숙(2000)의 연구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

을 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된다’,‘자

식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가 그 다음 

순이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 다.

가장 평균 수가 낮은 문항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이를 돌보기 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라는 문항이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

상 환아들이 암환아와 같은 한 상태가 아니어

서 아이를 돌보기 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일반  가족가치 에서는 아버지는 평균 2.88, 

어머니는 2.54로 아버지의 평균 수가 어머니보

다 약간 높았으며 114 의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

를 보인 항목에서도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조상에 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

다’,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

야 한다’,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딸만 둘일 경우 를 잇기 해 자녀를 3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 ‘자식을 해서  이혼하지 않

는다’, ‘가정 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

다’ 등이 아버지의 평균 수가 높아 아버지들이 

통 인 가치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박인숙(2000), 박인숙 등(2001)의 결과와 일

치하고 있으며 여자들이 더욱 근 인 가족 가치

을 갖고 있다는 연구들을(김경신, 1998; 이동원, 

1987; 한은주, 김태 , 1994)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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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 어서 할 수 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부부는 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등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암 환아 부모(박인숙, 

2000)에서는 ‘아이가 아 고 난 후에 부부사이에 

의사 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에서 차

이를 보 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 는데 이것

은 암 환아 부모들에게서는 심각한 상황에서 치료 

결정 등에 갈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에서는 아버지들의 평

균은 4.21, 어머니들의 평균은 4.35로 어머니들의 

평균 수가 약간 높았으며 부부간의 차이에서도 

모두 어머니들의 평균 수가 높았는데 박인숙

(2000), 박인숙 등(2001)의 결과에서도 어머니들의 

평균 수가 높아 자녀들이 아  상황에서는 아버

지보다 어머니들이 더욱 극 이 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연구변수들간의 분석에서 가족 스트 스원은 

가족 긴장과는 순상 계, 가족 강인성과는 역상

계를 보 는데 이 결과는 암환아를 상으로 

했던(박인숙, 2000)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가족 스

트 스원이 많을수록 가족 긴장도 높아지고 가족 

강인성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생활 사건을 묻는 

도구를 사용하 는데 입원 환아들의 질병이 심각

한 상황은 아니어서 스트 스원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  척도에서 평균 0.25 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스트 스원이 가족 긴장과 

순상 계, 가족 강인성과는 역상 계로 나타

났다. 아동의 질병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가족의 일원인 아동이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가족 체가 다양한 정서  반응을 보이게 

되며 특히 부모들은 부모 역할 변화, 질병 상태 

 후에 한 불안 등으로 스트 스를 받는다고 

하 으므로(김태임, 2000; 문 임, 박호란, 1996; 성

미혜, 이숙희, 탁기천, 2003; 탁 란, 여지 , 박

의, 2000; Eileen, 2000; Kristenssin, 2000) 환아 가

족의 스트 스원을 평가하여 입원 환아 가족의 가

족 강인성과 가족 응을 증진시키기 한 방법의 

일환으로 환아 가족들이 정 으로 응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로그램 개발과 상담, 자조그룹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가족 긴장은 가족 응과 역상 계를 보여 

암환아 가족의 연구(박인숙, 2000; 박인숙, 탁 란,

이정애, 2001)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 

긴장이 높으면 가족 응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만

성질환 환아 가족, 발달장애 아동 가족을 상으

로 연구한 신(1999), 탁 란, 이희 (1997), 

Cindy(1996)의 연구와 이 애(1995)의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었으며 이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 가족긴장은 일반  가족가치 과 역상

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부양, 남․녀 역할에 

한 고정 념, 부모 자녀 계 등의 일반  가족 

가치 에서 통 인 가치 이 강할수록 가족 긴

장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가족 가치 은 가족 강인성과 가족 

응과 순상 계를 보 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자

가 암 환아 가족을 상으로 연구했던(2000) 결과

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 상 환아들의 

질병은 암환아처럼 그 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

서 일반  가족 가치 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므

로 가족 강인성, 가족 응과 순상 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며 암 환아 가족에서는 부모 부양이

나 성역할에 한 고정 념등 통 인 가족 가치

을 나타내는 일반  가족 가치 이 오히려 가족 

강인성, 가족 응과 역상 계를 보인 것은 

상 환아들의 질병의 심각성 여부가 환아 부모들의 

가치 에 향을 미친 결과로 사료된다. 심미경

(2003)은 소아암 환자 가족의 회복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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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족 이 가족 강인성과 문제해결 처에 유

의한 직 인 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여 본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심미경은 

McCubbin 등(1992)의 도구를 번역하여 우리나라 

문화권에 맞게 수정한 도구이므로 직 인 비교

는 어렵겠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은 암환아를 상으로 

한 박인숙(2000)의 연구에서는 가족 강인성에 순

상 계, 가족 응에 역상 계를 보 으며 박

인숙 등(2001)의 분석에서는 가족 응에 직 효

과 (γ=-0.28, t=-3.43) 간 효과(γ=0.14, t=3.01)로 총

효과(γ=-0.14, t=-1.99)의 직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아 상황 가족 가

치 이 가족 강인성, 가족 응에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 상인 입원 환아

들이 암환아는 제외된 경한 질병의 아동들로, 입

원기간도 부분 일주이내의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이 동안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암과 같은 

심각하고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스트 스원이 되고 

긴장을 래하는 질병에서는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이 가족 강인성과 가족 응에 향을 미치나 

경미한 질병으로 단기간 입원하는 환아의 가족에

게는 일반  가족 가치 이 더욱 계가 됨을 시

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환아 상황 가족 가치 이 암환아 가족을 

상으로 하여 개발된 도구이므로 암환아와 같은 

생명의 을 느끼는 심각한 질환이 아닌 일반 

환아 가족에 용하기 해서는 추후에 다른 상

자들에게 용하여 계속 반복 인 연구로 도구의 

정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족 응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수는 가족 

긴장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암환아 가족을 상

으로 한 연구(박인숙, 2000; 박인숙 등, 2001)에서

도 같은 결과를 보 다. 그러나 가족 스트 스원, 

일반  가족가치 , 환아상황 가족가치 , 가족 강

인성등은 암환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달리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들 요인은 가족 응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나 질병의 심각성

과 입원 기간등에 의해 향을 받는 변수들로서

(박인숙, 2000; 박인숙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질

병이 경미하고 단기간 입원한 환아가족을 상으

로 하 기 때문에 향력의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Ⅶ. 결    론

가치 은 무의식 으로 개인들의 모든 행 분

야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목표에 향을 미친다. 

가족구성원  특히 아동의 질병은 부모들의 생활

에 향을 미치게 되며, 부모들의 일상생활의 모

든 면을 통제하는 가치 에 따라 부모들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가족 가치 과 가족

응과의 계를 악하여 입원 환아 가족 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환아 상황 가족가

치 과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일반  가족가치  

도구를 입원환아 가족에게 용하여 가족 가치 , 

가족 스트 스원, 가족 긴장, 가족 강인성과 가족 

응과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

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6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으며, D시 소재 1개 학병원 소

아과 병동에 입원한 환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202

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일반  가

족가치 , 환아상황 가족 가치 과 McCubbin과 

Patterson(1981)이 FILE을 원형으로하여 간략화한 

도구인 FIRA-G의 가족스트 스원척도 와 가족긴

장척도,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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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가족강인성 척도, McCubbin과 

Patterson(1982)에 의해 개발된 가족 응측정도구

를 사용하 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PC 11.0를 이용하여 분석

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들은 백분율, 빈

도,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연구변수들간의 

계는 상 계 분석, 부부간의 차이는 Paired 

t-test 로 분석하 다.

가족가치  분석결과 부부가 모두 응답한 114

을 상으로 부부간의 일반  가족가치 과 환

아 상황 가족가치 을 분석한 결과, 일반  가족 

가치 에서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조상에 

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을 하면 아내

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한다' 등 10개 항목

에서 차이를 보 고', 환아상황 가족 가치 에서는 

'아이에 한 치료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된다', '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 어서 할 수 

있다'등 4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변수들간의 상 계는 가족 스트 스원은 

가족 긴장과 순상 계(r=.249, P<.01), 가족강인

성과는 역상 계(r=-.183, P<.05)를 보 으며, 가

족긴장은 일반  가족가치 과 역상 계(γ

=-.243, P<.01) 가족 응과 역상 계(r=-.505, 

P<.05)를 보 다. 일반  가족가치 은, 가족강인

성과는 순상 계(r=.153, P<.05), 가족 응과도 

순상 계(r=.200, P<.01)를 보 다. 연구변수들의 

회귀분석결과 이들 변수들은 가족 응을 32.3%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23, P=.000).

본 연구의 상 환아들의 상황이 심각한 기

상황은 아니어서 가족 스트 스원과 가족 긴장이 

높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스트 스

원은 가족 긴장, 가족 강인성과, 그리고 가족 긴장

은 일반  가족가치 , 가족 응과 상 계를 

보 으며 한 일반  가족 가치 은 가족 강인

성, 가족 응과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므로 가

족 가치 과 가족 응과의 계에 한 추후 계

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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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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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of Family Value and Family Adaptation 

in Family who has a Child with Hospitalization

Park, In sook*ㆍLee, Joung ae**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families values of the family with 

hospitalized children in order to offer 

descriptive data, which will facilitate family 

adjustment in those families. Method: It's 

intended in this study, as of descriptive 

approach, to verify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McCubbin's Resiliency Model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s on 

family adapt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0, 2003 to November 30, 2003 and 

the analysis included 202 parents of the 

hospitalized children. The data analysis utilized 

SPSS 11.0 program. Resul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major variables showed that  

family stressor was positively related with 

family strains(r=.249, P<.01), and negatively 

related with family hardiness(r=-.183, P<.05). 

Family strains was negative related with general 

family value(r=-.243, p<.01), and family 

adaptation(r=-.505, P<.05). Correlations of general 

family value was positive with family hardness 

(r=.153, p<.05), and family adaptation (r=.200, 

p<.01). Conclusions: There was correlating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ains and family 

adaptation, and general family value showed 

correlation with family strains, family hardiness, 

and family adaptation. Theresfore the continuing 

futur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 and family adaption is necessary.


